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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리적 여건

한반도의 서측 중앙부에 위치한 서울은 한강 중류의 남북에 걸쳐 있으며, 

동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하남시, 서쪽은 부천시･김포시･고양시, 남쪽은 

과천시･시흥시, 북쪽은 고양시･남양주시･의정부시와 각각 접해 있으며, 경위상 

동경 126°59″, 북위 37°34″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의 지질은 신생대의 암층인 편마암과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된 화강암 및 

제4기의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뚝섬, 한남동, 서소문, 북아현동을 

경계로 하여 서남방은 편마암, 동북방은 화강암이 각각 분포하고 있으며 

도심부인 낮은 평지는 대부분 충적층이 지표를 덮고 있다.

서울의 자연환경은 북쪽으로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뻗친 북한산의 지맥인 

북악과 그에 연한 인왕산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 멀리 위치하는 관악산은 

북한산과 서로 마주보고 그 중간에 남산이 있으며, 그 사이에 많은 구릉과 

산악이 산재하여 토지의 기복이 심하다. 동서로는 한강이 관통하여 녹지와 

수계가 조화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산지 사이를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 청계천, 홍제천, 불광천, 탄천, 안양천, 양재천 등이 흘러 주요 수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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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서울의 주요 산과 강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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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생태적 환경

1. 도시생태환경

자연적인 토양의 과도한 포장은 인간의 생활공간이나 자연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인공재료에 의한 불투수 

토양포장은 도시의 기후는 물론 물관리, 토양생태, 동물상, 식물상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조사한 서울지역에 대한 불투수토양포장율을 보면 전체면적의 약 

46%가 0~10%미만의 포장율 지역이고, 48%가 70%이상의 포장율 지역으로 

나타났다.

현존식생은 도시지역의 생태적 성숙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 등 도시 생태계 구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존식생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면적 중 산림지역이 26%로 가장 넓었으며, 

초지 및 수역이 9%, 경작지는 5%, 조경수목 식재지는 3%이었다. 서울지역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식생유형은 물오리나무 - 참나무림(2.6ha), 서어나무림(1.9ha), 

가중나무림(3.7ha) 등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이고 초본식생지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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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종이 우점하는 지역이 2%이다. 초본식생지의 상당부분이 귀화종 초본 

식생지이고, 건조자생 또는 습지자생 초본 식생지가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인위적인 영향이 끊임없이 가해지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지 및 수역 현황에서 수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각 지천인 중랑천, 안양천, 

탄천, 양재천, 도림천, 불광천, 정릉천, 우이천, 청계천 하류 등이다. 초지는 

한강둔치, 난지도, 중랑천 둔치, 청계천하류 둔치, 양재천 둔치, 도림천 둔치, 

여의도 샛강 둔치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2. 산림의 생태 환경

서울시의 산림 기능강화 및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지구온난화, 대기 

및 토양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과 동‧식물 서식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산림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하여 산림생태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서 200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서울의 주요산림 20개소를 

선정하여 매년 5개산에 대하여 정 한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고, 서울시 

도시숲의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숲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7년에는 관악산, 수락산, 인왕산, 초안산, 천왕산을 

대상으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2-1 식물생태

식물생태 조사ㆍ분석 결과 식물상은 5개 산림 전체 총 517종류의 식물이 

관찰되었고 그 중 귀화종은 57종으로 도시화지수는 19.86%이다. 도시외곽 

대규모 산림의 도시화지수는 6.97〜9.06%이었고 도시내부 소규모 산림 

도시화지수는 9.41〜13.24%로 도시내부 소규모 산림의 도시화지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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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도시숲(산림)별 외래종, 귀화종 서식 현황(2008)

현존식생은 5개 산림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자연림 52.4%, 인공림 35.5%를 

차지하였다. 자연림은 신갈나무림(30%), 소나무림(16%), 상수리 나무림(5%)이 

우점하였고 인공림은 리기다소나무림(17%), 아까시나무림 (15%)이 우점하였다. 

자연림은 계곡부와 능선부를 중심으로 분포하였고 인공림은 능선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가 우점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토심이 유지되는 

저지대 산림에 분포하였다.

서울시 도시숲 5개 산림 주요 식생별 대표조사구 분석으로 Shannon의 

종다양도 분포현황을 작성한 결과 5개 산림 Shannon의 종다양도는 0.1573 

∼1.3443으로 분포하였다. 대표조사구 중 인공조림지역은 종다양도 값이 매우 

낮은 잣나무림을 제외하고 천이가 진행되어 자연림과 종다양도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종다양도는 도시외곽 산림이 도시내부 산림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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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물생태

동물생태 조사ㆍ분석 결과 야생조류는 주로 수관 및 관목에서 먹이를 구하는 

종이 출현하여 25∼42종, 383∼872개체가 관찰되었다. 종다양도는 대규모 

산림이 소규모 산림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관악산, 수락산, 인왕산은 종이 

다양한 반면, 천왕산과 초안산은 종이 단순하였다.

양서ㆍ파충류는 5개산 전체 총 6종이 분포하였는데 외곽 대규모 산림에 양서류 

개체수가 많았다. 주로 계곡부 수계 및 용출지, 소규모 연못에서 서식을 하였다.

▪도롱뇽(관악산, 2008년 4월) ▪도롱뇽 알(관악산, 2008년 4월)

▪가재(수락산, 2008년 3월) ▪두꺼비(천왕산, 2007년 9월)

곤충류는 전체 총 41종이 관찰되었고 포유류는 총 10종이 관찰되었다. 

곤충류의 경우 산림 전체에 수계가 분포하는 초안산에서 24종 142개체가 

관찰되어 곤충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포유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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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부 소규모 산림에서 출현이 미비하였고 도심외곽 대규모 산림인 

수락산에서 9종 95개체로 다수 관찰되었다.

2-3 생물생육환경

서울시 도시숲 5개 산림 수계 및 유역권 분석결과 5개산 전체 72개 유역권으로 

구분되었고 면적은 5,930∼3,185,024㎡이었다. 큰 산림의 대부분 유역권에서 

양서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큰 산림의 수계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산도 분석결과 미경작 산림토양의 평균인 pH 4.80을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곳은 관악산(pH 4.95)이었고 수락산(pH 4.75), 천왕산(pH 4.67), 

인왕산(pH 4.42), 초안산(pH 4.74)은 미경작 산림토양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일반 산림의 토양산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대기환경

연평균기온은 지난 30년간 약 2℃ 증가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연평균상대습도는 연평균기온과 반비례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로 서울시는 도심열섬화 및 도심건조화가 꾸준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현황 분석결과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는 산림에 의한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규모 산림일수록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존은 산림에 의한 직접적인 저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산림에서 살균 및 탈취, 청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한강의 생태환경

한강 생태계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생태계보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987년부터 

4년 주기(2002년부터는 5년 주기)로 한강생태계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제6차 조사연구 사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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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구리 황쏘가리 

2007년 6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류는 2002년 57종에서 14종이 증가하여 

71종이 출현하였고, 한국 고유종 10종(가시납지리, 줄납자루, 참중고기, 중고기, 

몰개, 각시붕어, 긴몰개, 얼룩동사리, 됭경모치, 참갈겨니) 및 서울시 보호종 

4종(됭경모치, 강주걱양태,  꺽정이, 황복)이 출현하였으며, 특히 냉수성 어류인 

빙어와 깨끗한 하천을 대표하는 지표종인 은어가 이번 조사에 잠실어도에서 

확인되어, 한강의 어류 서식환경과 수질이 더욱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류는 2002년 5차 조사시에 비해 10종 감소한 98종이 출현하였으나 개체수는 

크게 증가(52,189→120,694) 하였고,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제361호)가 처음 

관찰되었으며, 또 황조롱이, 참매(제323호), 원앙(제327호), 큰고니(제202호)가 

발견되었고, 법정보호종인 큰기러기 등 8종이 출현하였다. 또한 양서･파충류 중 

금개구리, 물두꺼비가 새로 발견되었고,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금개구리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탄천에서는 두꺼비 집단 산란장이 발견되어 한강 및 

지천의 생태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강 

밤섬은 한강의 생태계 관리에 매우 중요하므로 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지정, 

일반시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생태계보전을 위해 특별 관리하여 6차 조사에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남생이 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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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생물상(출현종수) 변화추이

        년 도
  분 야

1987 1990 1994 1998 2002 2007

식물플랑크톤 188 179 145 333 321 149

동물플랑크톤 27 60 78 52 37 86

저서무척추동물 34 28 36 41 43 28

식물

수생 2 4 37(92) 36(100) 42(101) 63

전체 158 85 580 689 706 902

곤충

수서 34 20 54 64 90 72

육상 107 104 91 215 418 398

어류 41 21 38 50 57 71

양서파충류 - - 6 - 19 19

포유류 - - 4 - 9 13

조류(새) 52 46 52 125 108 98

※ 식물의 ( )는 습생식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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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연환경보전

1.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1-1. 제정배경

1991년 12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국민이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1998년 

1월 개정･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일부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조례｣를 1999년 3월 20일 제정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여 

2003년 11월 5일 및 2005년 6월 16일 일부 개정하였고, 2007년 1월 2일 전부 

개정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2008년 9월 30일자로 일부 

개정하였다.

1-2. 주요내용

가. 총칙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등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대책 

수립･시행의 책무를 지고, 시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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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생태특성 및 지형여건에 따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변화관찰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나 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자연공원 

주변의 개발사업 등을 인･허가하는 때에는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한다.

다. 야생동･식물의 보호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에 대하여 서울시 보호 야생동･ 
식물로 지정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포획･채취 등을 제한하는 한편 

보호야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등을 서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한다. 그리고 철새가 

집단으로 도래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새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필요한 경우 정 ･보완조사와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이러한 자연 

환경 관련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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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연자산의 관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이 아닌 지역중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에 활용하고, 하천은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형으로 정비･복원하는 한편 생태계가 

파괴･교란된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생태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바. 시민참여

시민이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 한다.

사. 권한의 위임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을 효율적으로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업무는 관할 구청이나 사업소에 권한을 위임하고,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에서의 제한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

2-1. 지정경과 및 지정현황

가. 지정경과

서울시에서는 1999년 3월~ 2001년 3월 서울시 전역에 대한 식생 등 

자연환경 현장조사를 통하여 소생물권(비오톱)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보전가치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생물권(비오톱) 지역 중 산림, 하천, 습지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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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1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정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예비답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우수생태계 

지역 15개소를 선정하였다.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에 대하여 자연성, 생물의 서식지 기능, 

희귀성, 도시지역과 거리, 역사성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하는데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나. 지정현황

<표 2-3-2>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009.1.1기준)

구    분 위    치 면적(㎡) 지 정 일 특성(지정사유) 비고

합  계 14개소 3,857,009

한강밤섬 여의도동 당인동일대 273,503 ’99.08.10 도심속 철새도래지(하천생태계)

둔 촌 동 둔촌동 212일대 24,696 ’00.03.06 습지 및 오리나무림(습지생태계)

탄    천 탄천2교~대곡교 1,151,466 ’02.04.15 도심속 자연하천(하천생태계)

방 이 동 방이동 443-8일대 58,909 ’02.04.15 생물다양성 풍부(습지생태계)

암 사 동 한강 광나루지구 126,844 ’02.12.30 한강변 자연호안(하천생태계)

진관내동 진관내동 78일대 16,639 ’02.12.30 생물다양성 풍부(습지생태계)

고 덕 동 암사취수장~강일IC 320,377 ’04.10.20 한강변 자연호안(하천생태계)

청 계 산
원 터 골

원지동 산4-38일대 146,281 ’04.10.20 낙엽수림대 발달(산림생태계)

헌 인 릉 내곡동 산13-1 56,639 ’05.11.24 오리나무군집 발달(산림생태계)

남    산 예장동 산4-38일대 705,101 ’06.07.27 신갈나무군집 발달(산림생태계)

불 암 산
삼 육 대

공릉동 산223-1일대 204,271 ’06.07.27 서어나무군집 발달(산림생태계)

창 덕 궁
후    원

와룡동 2-71일대 440,707 ’06.07.27 갈참나무군집 발달(산림생태계)

봉    산 은평 신사동 산93-16 73,478 ’07.12.27 대규모 팥배나무군집

인 왕 산 홍제동 산1-1일대 258,098 ’07.12.27 수려한 자연경관(기암과 소나무 등)

※  경계설정방법 환에 따른 면  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50, 2008.12.18) : 한강밤섬, 탄천, 암사동 등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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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개소 

(한강밤섬), 2000년 1개소(둔촌동), 2002년 4개소(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내동), 2004년 2개소(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2005년 1개소(헌인릉), 

2006년 3개소(남산, 불암산 삼육대, 창덕궁 후원), 2007년 2개소(봉산, 인왕산) 

등 총 14개소 3,857,009㎡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매년 1개소씩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2-2. 관리방법 및 체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현 상태 있는 그대로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주변지역 주민･단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경관보전지역내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채취, 수면매립, 불을 놓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2년간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용역은 보전지역 

동･식물상 등 생태조사를 통해 보전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지정 1년에는 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안내시설을 

설치하며, 보전지역 생태계 변화관찰을 시작한다. 지정 2년에는 앞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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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관리계획을 확정해 나간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는 서울시와 관련자치구･사업소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생태계변화관찰, 생태복원 

사업, 예산 지원 등 기본원칙과 관리방향 여건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자치구에서는 실제적인 현장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순찰･단속 실시, 

시설물 보호, 위해 야생동식물 제거 등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3. 생태경관보전지역별 현황

가. 한강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

한강 밤섬은 대도시에서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로 

1999년 3월 서울시자연환경보전조례가 제정되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999년 8월 10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한강 밤섬의 표고는 3.0~5.5m로 팔당댐 방류량이 약 5,000톤/초 

(한강인도교 수위 4m)이상 될 때에는 대부분 침수된다.

경희대학교 조류연구소에서 2001년 5월에서 2004년 8까지 정  생태계변화 

관찰을 실시하여 밤섬의 물새류 서식지로서의 기능 및 식생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였으며, 또한 일반 생태계 변화관찰 (2006.3~2007.3)을 

통해 2004년 이후 식물, 조류 등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여 보전지역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생태자료를 확보하여 서울시 생태정보시스템(http://ecoinfo.seoul.go. kr)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반생태계변화관찰 결과, 식물은 총178종이 관찰되었으며, 아랫밤섬과 

윗밤섬에서 버드나무 군락이 감소한 반면 물쑥과 물억새와 같은 초본군락의 

분포가 증가하였다. 조류는 총 47종 3,432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육상조류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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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한강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여의도 옆,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면    적 • 273,503㎡

지정일자 • 1999.8.10 (2008.12.18 면적변경)

지역특성 •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도심속 철새 도래지로 새들의 번식 또는 월동장소

주요생태현황
(2001~2004 

경희대 
한국조류연구소)

• 조류(77종) : 큰기러기, 가창오리, 참매, 말똥가리, 새홀리기, 뿔논병아리, 
  해오라기, 원앙,  쇠부엉이, 청호반새, 오색딱다구리, 검은딱새 등
• 식물(46과 194종) : 갈대, 도루박이, 뚝새풀, 버드나무, 물쑥, 줄, 애기부들, 갈풀 등
• 육상곤충류(131종) : 벼룩잎벌레. 맵시벌, 매미충 등

<밤섬 전경> <밤섬의 철새 군무>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겨울철새 먹이주기 및 여름철 장마 

이후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조망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6년 2월부터 인터넷(http://tv.seoul.go.kr/)을 통해 가정에서도 

실시간으로 한강밤섬의 철새등을 볼 수 있도록 서강대교에 라이브캠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나.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강동구 둔촌동 212번지 일대 둔촌 주공아파트 뒤편 야산에 조그마하게 남아 

있는 자연습지 4,865㎡를 한강 밤섬에 이어 두 번째로 2000년 3월 6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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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 12월 2일 기지정된 지역에 접한 

산림에 자라는 오리나무림과 지하수 용출지를 포함한 19,831㎡를 확대 지정하여 

총 24,696㎡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까지 인근지역 주민의 환경모임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매우 희소한 비오톱(Biotope)으로 습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부들, 고마리, 골풀 등 습지식물 27여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를 비롯하여 서울시 보호야생동물인 

꾀꼬리, 박새, 오색딱다구리, 제비, 흰눈썹황금새 등 작은 면적에 비하여 많은 

새들이 발견되고, 서울시에서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한 산개구리가 서식하는 등 

수서생물과 곤충 등이 어우러져 서식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0년 4월에서 2003년 7월 서울시립 

대학교와 한국자연환경연구소에서 정  생태계변화관찰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습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근의 방이동 습지를 

포함한 지하수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7월에서 2003년 4월 

농업기반 공사에서 수환경(지하수)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풍수기에는 

지하수위가 지하 0.14m로 습지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수기의 지하수위는 지하 1.63m로 평지에서의 자연용출은 

어렵지만, 오목한 지형이나 논둑 같은 단차가 1m 이상인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연중  지표면이 습윤 상태에 있거나 용출수의 집적으로 소규모 웅덩이나 습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생태계변화관찰 및 지하수조사 결과에 따라 습지생태계를 보전･ 
관리하고, 야생조류의 서식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생태계변화관찰(2006.3~2007.3, 경희대학교)을 통해 2003년 

이후 식물･곤충･조류 등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여 보전지역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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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료를 확보하여 서울시 생태정보시스템(http://ecoinfo.seoul.go.kr)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2-3-4>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212번지 일대(둔촌동 주공아파트 뒤)

면    적 • 24,696㎡

지정일자 • 2000.3.6(4,865㎡), 2002.12.2 확대지정(19,831㎡)

지역특성 • 지하수 용출하는 자연습지, 오리나무 및 물박달나무가 군집을 이룸

주요생태현황
(2000~2003
서울시립대,

한국자연환경연구소)

• 조류(42종) : 황조롱이, 검은머리방울새, 흰눈썹황금새, 쑥새, 참새, 
  붉은머리 오목눈이, 오색딱다구리, 때까치, 꾀꼬리, 노랑턱멧새 등
• 식물(62과 260종) : 통발, 부들, 애기부들, 줄, 골풀,  고마리 등 
• 양서파충류(6종) : 북방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 수서무척추동물(6종), 육상곤충류(17종) : 왕잠자리 등 

<둔촌동 전경> <왕잠자리>

일반 생태계변화관찰 결과, 식물은 총 197종이 관찰되었으며, 습지숲을 

대표하는 오리나무를 비롯하여 통발, 애기부들, 왕비늘사초, 마름 등 습지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수서무척추동물은 31종, 육상곤충 중 잠자리류는 13종, 

나비류는 4종이 출현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관리야생동물인 왕잠자리가 관찰되었다. 

조류는 27종 157개체가 관찰되었으며, 뻐꾸기, 파랑새,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꾀꼬리 등 5종의 서울시 관리야생동물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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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 440-5 일대에는 1970~80년대 

벽돌생산을 위한 토사 채취로 대규모 웅덩이가 형성되었고, 1990년대 벽돌생산 

중단 이후 우수 유입과 다양한 식물 번성으로 습지가 형성되어 2002. 4.15 

서울시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4년도 주변지역 3,183㎡를 

2005.11.24 확대 지정하여 총 58,809㎡가 되었다.

서울의 강남지역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규모 논이 펼쳐져 있으며, 그 

한가운데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커다란 연못이 있다. 이곳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연못이 형성되었지만 인근에 흐르는 성내천, 감이천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높고 20여년 이상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습지식물이 번성하고 있는 

대규모 습지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희소성이 있고 보전가치가 매우 큰 

비오톱(소생물권)으로 평가되었다.

갈대숲이 전체 식생의 50%를 형성하며 수련, 애기부들 등 다양한 습지식물이 

번성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 알락개구리매와 환경부 

보호종인 새홀리기 그리고 물총새,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꾀꼬리, 박새, 

제비 등 서울시관리야생조류 모든 종이 출현하고 있으며, 환경부 보호종인 

금개구리 (울음소리 청취)와 기타 청개구리, 참개구리가 출현하는 등 양서류 

다양성도 매우 풍부한 곳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2년 5월에서 2004년 8월 서울 

시립대학교와 한국자연환경연구소에서 정  생태계변화관찰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계획(2005.11.22)을 수립하였다. 관리계획에는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물순환체계 개선, 습지유량 확보, 오염원 예방 및 관리, 

생태복원사업 시행, 생태학습장 조성 등 각종 보전･복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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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리계획에 따른 생태복원사업(2006.1~2007.5)을 추진하여 

연결습지 조성, 연결수로 및 오수관로 설치하는 등 물순환체계를 개선하고 

관찰데크 및 조류관찰대 등 관찰시설을 설치하고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3-5>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송파구 방이동 440-5번지 일대(올림픽선수촌아파트 후면)

면    적 • 58,909㎡

지정일자 • 2002.4.15(55,726㎡), 2005.11.24 확대지정(3,183㎡)

지역특성
• 육상과 수상생태계가 공존하는 연못형태의 인공습지로 내륙습지 특유의     

생물서식 공간(Biotop)을 보여줌

주요생태현황
2002~2005
(서울시립대,

한국자연환경연구소)

• 조류(66종) : 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원앙, 황조롱이, 물총새, 오색딱다구리, 
제비, 박새, 꾀꼬리 등

• 식물(47과 114종) : 부들, 갈대, 수련, 마름, 물억새, 갈풀, 물참새피, 
버드나무 등

• 곤충류(12종) : 잠자리, 줄베짱이, 네발나비 등
• 어류(5종) : 붕어, 버들붕어, 떡붕어, 참붕어, 대륙송사리 등
• 양서류(5종) : 청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방이동 습지> <습지와 관찰데크>

또한 일반 생태계변화관찰(2006.3~2007.3, 동국대학교)을 통해 2004년 이후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여 보전지역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생태자료를 확보하여 

서울시 생태정보시스템(http://ecoinfo.seoul.go.kr)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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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계하천, 대곡교와 탄천2교 사이 6.7㎞
면    적 • 1,151,466㎡
지정일자 • 2002.4.15 (2008.12.18 면적변경)

지역특성
• 모래톱과 수변습지가 발달되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특히 겨울철 
  철새도래지 역할

주요생태현황
(2002~2004
경원대학교)

• 조류(26과 47종) : 댕기흰죽지, 말똥가리, 쇠황조롱이, 노랑발갈매기, 
  직박구리, 솔새류, 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등
• 식물(54과 223종) : 갈대, 물억새, 갯버들, 어리연꽃, 고마리 등
• 어류(26종) : 몰개, 끄리, 대륙송사리, 얼룩동사리 등 
• 양서･파충류(11종) : 두꺼비, 청개구리, 줄장지뱀, 누룩뱀 등 
• 포유류(7종) : 멧밭쥐, 족제비, 두더지, 너구리 등 

<탄천 대곡교 하류> <자유수면 습지>

라.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하여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계를 이루며 한강으로 흐르는 

탄천은 모래톱이 잘 발달되어 쇠오리 등 겨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하천으로, 

과거 치수 위주로 정비되던 주변 하천과는 다르게 우리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하천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대곡교~ 탄천2교 구간은 약 6.7㎞(1,151,466㎡)로 서울지역의 다른 하천 

(지천)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 수생 및 육생식물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도심의 보기 드문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아 

2002.4.15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표 2-3-6>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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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는 희귀종인 낙지다리 등 다양한 습지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보호야생동물인 참매, 큰말똥가리와 쇠백로, 왜가리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탄천 생태경관지역 관리 및 복원계획에 의거 2006년 강남구에서 70여 억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형 하천으로 보전･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위해식물 제거, 자유수면습지 조성, 식생여과습지 조성, 하상여과법 도입, 완충 

식생대 조성, 제방사면 녹화를 시행 하였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2년 5월~ 2004년 8월 경원대학교 

산업환경연구소에서 정  생태계변화관찰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일반 생태계변화관찰(2006.3~2007.3, 경원대학교)을 통해 

2004년 이후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여 보전지역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생태자료를 

확보하여 서울시 생태정보시스템(http://ecoinfo.seoul.go.kr)을 시민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마. 진관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은평구 진관내동 북한산성입구 습지(16,693㎡)는 북한산성 입구에서 500m 

인근의 북한산국립공원내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산의 원효봉과 의상봉의 멋진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언덕 사이의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위가 높아 논농사를 짓던 곳으로 

경작을 중지한 이후 자연스럽게 버드나무, 부들, 골풀, 등 습지 고유의 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변 산림지역의 영향으로 산림생태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고마리, 갈대가 46%를 차지하는 습지순군락을 형성하고, 물봉선, 오이풀 등 

많은 습지식물이 생육하고 있으며 북한산과 연결되어 오색딱다구리, 흰눈썹 

황금새, 박새, 꾀꼬리 등 서울시 보호야생조류가 다시 출현하고 곤충류, 양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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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습지 

생태계로 평가되어 2003년 12월 30일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표 2-3-7> 진관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은평구 진관내동 78번지 일대(북한산성 입구)

면    적 • 16,639㎡

지정일자 • 2002.12.30

지역특성
•보존상태가 양호한 자연습지생태계 고유의 특성과 주변 산림생태계가
 어우러져 생물다양성이 풍부함

주요생태현황
(2003~2006)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 조류(42종) : 말똥가리, 붉은배새매, 검은등뻐꾸기, 뻐꾸기, 꾀꼬리,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되지빠귀, 박새 등
• 식물(48과 129종) : 부들, 애기부들, 갈대, 고마리, 달뿌리풀, 돌콩, 돌피, 
  망초, 버드나무 등
• 수서무척추동물(117종) : 왕잠자리, 실잠자리, 물자라 등
• 양서･파충류(6과 18종) :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맹꽁이, 아무르장지뱀,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살모사, 구렁이 등

<진관내동 전경> <생태프로그램 운영>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3년 5월~ 2006년 12월 경희대학교 

한국조류 연구소에서 서식지 생물 종의 정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동식물 생태계 위협요인을 파악･분석하여 진관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문제 

규명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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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강동구 암사동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에는 강변으로 둔치에 넓게 펼쳐진 갈대밭이 

보인다. 한강변의 대부분이 시멘트로 정비된 저수로호안이나, 이 구간은 남생이 등 

파충류와 어류 등이 산란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진 자연형 호안으로, 연 1-2회씩 

한강물이 넘치면서 한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자연스럽게 퇴적되어 습지생태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표 2-3-8>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한강둔치(광나루지구)

면    적 • 126,844㎡

지정일자 • 2002.12.30 (2008.12.18 면적변경)

지역특성
• 한강본류 중 채널화 되지 않는 지역으로 연안에 형성된 퇴적부에 독특한    
  육상 및 연안생태계 특성을 보임

주요생태현황
(2003~2006)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

• 조류(33종) : 황조롱이, 꾀꼬리, 박새, 멧비둘기, 알락할미새, 흰뺨검둥오리, 
  힝둥새, 붉은머리오목눈이, 까치, 쑥새 등
• 식물(119종) : 갈대, 물억새, 줄, 애기부들, 질경이택사, 나사말, 갈대, 갈풀, 
  달뿌리풀, 도루박이 등
• 양서･파충류(11종) :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청개구리, 남생이, 자라,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유혈목이 등

<암사동 전경> <강하루살이>

이 지역에는 산림청 보호식물인 낙지다리와 쥐방울덩굴을 포함하여 갈대 등 

다양한 식물이 생육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323호인 새매와 황조롱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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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환경부 보호종인 말똥가리, 서울시 보호종인 제비 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습지 내부에 산책로가 많아 야생조류 및 파충류의 종･ 
개체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내부 산책로 및 호안쪽 통행로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제한이 요구되었다.

산책로는 새들의 은신처를 빼앗고 물고기나 양서･파충류의 산란을 방해하며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 이야기 소리에 민감한 새들이 놀라 보금자리를 꾸미지 못하고 

있으며, 물고기와 개구리 등 파충류가 놀라 강가 수풀에 알을 낳지 못하게 되어 

야생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공간을 치명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내부 산책로 및 호안쪽의 통행로를 전부 폐쇄하였다.

이어서 한강사업본부는 2003.4.3부터 운동장, 주차장과 접한 외부 산책로를 

제외한 내부 산책로 및 호안쪽 통행로에 대해 전면 출입을 제한하고 기존 

산책로에 갈대 및 버드나무 식재 등을 통해 강과 습지가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3년 5월~ 2006년 12월 경희대학교 

한국조류 연구소에서 서식지 생물 종의 정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동식물 생태계 위협요인을 파악･분석하여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문제규명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암사동 보전지역에 대한 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8월 6일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삼덩굴 제거 및 갈대군락지 

조성, 완경사 수변부 조성, 산책로 폐쇄 및 조정을 통한 완충지대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계획에 의거 2008.4~12월 보전지역내 

증가하고 있는 환삼덩굴을 제거하고 갈대군락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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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강동구 고덕동 한강 고수부지는 강동구 암사동 취수장･정수장과 서울 

외곽순환도로, 강일IC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의 응봉산(해발88m) 자락이 

한강과 만나는 산림지역과 한강상류로부터 유입되어 퇴적된 토사에 의한 

습지지역 그리고 농경지로 개간된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또한 이 지역은 

서울시계 내 한강구간 중 콘크리트 블록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자연형 호안으로 

하천정비 및 도시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수변초지 및 하반림이 발달된 

하천습지 지역으로 서울시계 내의 한강 중에서 한강 밤섬과 함께 자연성이 높은 

수변식생대가 형성되어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4년 12월부터 경희대학교에서 생태계 

변화관찰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323호), 소쩍새(324호)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Ⅱ급에 

해당하는 털발말똥가리, 말똥가리를 비롯하여 서울시 보호종인 박새와 꾀꼬리 

등이 관찰되었으며, 산림청 보호식물인 낙지다리와 큰물통이, 애기부들, 

괴불주머니를 포함하여 갈대등 다양한 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지역 하류부의 산림지역을 통해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전지역 

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보전지역 훼손이 우려되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올림픽도로변 쪽 출입구 등에 가드레일과 친환경적인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여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여 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 27일 고덕생태복원지 및 하일동 지역 한강수변을 

포함하여 하남시계까지 확대지정하였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세모고랭이 군락지 서식 및 자연호안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경관이 

우수하여, 양호한 자연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제비, 꾀꼬리, 물총새가 관찰되는 등 

생물 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높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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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396일대(암사정수장~하남시계의 한강둔치)

면    적 • 320,377㎡

지정일자 • 2004.10.20(105,609㎡), 2007.12.27확대(214,768㎡)

지역특성 • 한강생태계의 자연호안 유지 및 자연성이 높은 수변식생대 형성

주요생태현황
(2004~  

경희대학교)

• 조류(38종) : 붉은머리오목눈이,  쇠오리,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박새 등
• 식물(55과 154종) : 갈대, 고마리, 부들, 도루박이, 버드나무, 쇠뜨기, 붉나무, 
  개망초, 며느리배꼽, 물쑥 등
• 양서･파충류(12종) : 남생이, 붉은귀거북, 옴개구리, 청개구리, 아무르장지뱀, 
  줄장지뱀, 유혈목이, 살모사 등

<고덕동 전경> <강일동 한강수변>

 

아. 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초구 원지동 산4-38번지 일대 산림생태지역(146,281㎡)은 청계산 

주등산로인 원터골에서 청계골로 넘어가는 북쪽사면에 분포하여 북사면의 평편한 

지형과 함께 돌이 많은 전석지대로 비온 후 조그마한 물길이 쉽게 관찰되는 

습윤한 토양기반으로 인해 갈참나무를 중심으로 한 낙엽활엽수군집은 서울시 

전역에서 그 분포면적이 넓지 않아 희소성이 큰 군집이면서 안정된 식생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2004년 10월 20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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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0> 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산4-38(원터골 북서쪽 경사면)

면    적 • 146,281㎡

지정일자 • 2004.10.20

지역특성
• 계곡부 습윤한 토양기반으로 습지성 낙엽활엽수림대 발달
  - 갈참나무 및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 군락 우점

주요생태현황
(2004~2008  
동국대학교)

• 조류(17과 24종) : 박새, 들꿩, 큰오색딱다구리, 꿩, 청딱다구리, 쇠딱다구리,      
                    개똥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동고비, 어치 등
• 식물(69과 190종) : 피나무, 다릅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팥배나무, 노간주나무, 대사초, 천남성 등
• 양서류(4과 6종) : 아무르산개구리, 두꺼비 등

<청계산원터골 습지성 낙엽활엽수군집> <쇠딱다구리>

 

이 지역에서는 서울시 보호종인 박새, 두꺼비 등이 관찰되었고, 갈참나무, 

개옻나무, 국수나무, 노린재나무, 느릅나무 등 습지성 낙엽활엽수군집과 조팝나무, 

별꽃, 은방울꽃 등 다양한 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4.12월부터 2008.6월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생태계 변화관찰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내부에 

등산로가 관통하고 있어 강우 시 세굴현상이 발생하는 등 등산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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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헌인릉 생태경관보전지역

<표 2-3-11> 헌인릉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서초구 내곡동 산13-1(대모산 남사면)

면    적 • 56,639㎡

지정일자 • 2005.11.24

지역특성
• 넓은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로 인해 수위가 높고 저지대로 토심이 깊어 
  오리나무 군락 및 다양한 습지식물 분포

주요생태현황

• 조류(48종) : 오색딱다구리, 청딱따구리, 박새, 노랑턱멧새, 꾀꼬리, 개똥지빠귀, 
  쑥새 등
• 식물(55과 176종) : 오리나무, 갈참나무, 나래회나무, 물푸레나무, 백당나무, 
물봉선, 
  애기나리, 둥글레, 고마리, 미꾸리낚시 등
• 곤충류(81종) : 큰줄흰나비, 부처나비, 넓적사슴벌레 등

<오리나무 군락> <노란 물봉선>

대모산의 남사면 하단 산자락에 위치하여 대모산 남사면의 넓은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로 인해 수위가 높고 저지대로 토심이 깊어 양호한 환경조건을 

갖추어 서울시에서 보기 드문 오리나무가 대규모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며 

식생상태가 양호하다.

오리나무가 자라는 지역 곳곳에 물웅덩이와 소규모 수로가 잔재하여 다양한 

습지성 초본식물들이 번성하고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 제비, 꾀꼬리, 

박새 등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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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식물 중 생물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6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에서 생태계 

변화관찰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지정･보호하고 있는 넓적사슴벌레가 새로이 관찰되었다.

차.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표 2-3-12>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북측사면 신갈나무군집 및 남측사면 소나무군집)

면    적 • 705,101㎡

지정일자 • 2006.7.27(360,529㎡), 2007.12.27확대지정(344,572㎡)

지역특성
•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천이 후기단계 숲으로 자연성이 높은 신갈나무 군집과 
  우리민족의 기상인 남산 고유의 소나무림 분포

주요생태현황
• 조류(15종) : 오색딱다구리, 꾀꼬리, 박새, 꿩, 청딱다구리, 개똥지빠귀 등
• 식물(25과 39종) : 신갈나무, 소나무, 다릅나무, 음나무, 산딸나무 등

<남산보전지역내 신갈나무군집> <남산 소나무 군집>

남산은 서울 남북녹지축(북한산~종묘~남산~용산가족공원~한강~국립현충원~ 

관악산)의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신갈나무 숲은 북쪽 비탈을 거의 뒤덮었을 만큼 

남산에서 그 위치가 중요하고, 이 숲은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천이 후기단계 숲의 

중심을 이루고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높으며, 남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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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도시 열섬화와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나 산성비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2007년부터 2년간 보전지역 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관찰, 측정, 평가하여 보전지역의 구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남산 남사면에 분포하는 소나무 군락지는 우리민족의 기상을 상징해온 

나무로 보전가치가 높으며, 소나무 군락지내 어린나무가 없어 소나무숲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나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2007.12.27일 

소나무 군락지 344,572㎡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카.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

불암산 남쪽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양호하여 태릉, 태릉선수촌, 

육군사관학교, 삼육대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서어나무군집은 삼육대학교의 구내에 있으며 대학캠퍼스의 중심지역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200~300m 떨어져 있는데 초입에는 대학의 총장관사 등 건물이 

있고 관사 사이의 오솔길을 따라 대상 군락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서어나무를 중심으로 한 본 식생군집의 중앙에는 제명호라는 호수가 있어 

학생과 교직원들이 즐겨 찾는 산책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어나무가 

계곡지역 보다는 산의 사면부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다.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중부지방 산림생태계의 극상수종인 

서어나무가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림으로서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분표지역 및 

분포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서어나무숲으로의 천이는 교란행위 없이 약200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희귀성이 높은 군집으로 보전의 가치가 높으며, 도시지역처럼 토양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서어나무 일부 개체가 고사하고 종 다양도가 낮아 식생군집의 

쇠퇴 징후로 생태계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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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3>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산223-1 일대(불암산 삼육대 뒷산)

면    적 • 204,271㎡

지정일자 • 2006.7.27

지역특성
• 중부지방 산림생태계의 극상수종인 서어나무가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림으로 서울지역에서 분포지역이 한정됨

주요생태현황
• 조류(15종) : 오색딱다구리, 박새, 왜가리, 뻐꾸기 등
• 식물(45과 112종) : 서어나무, 오리나무, 음나무, 물푸레나무 등

<불암산 삼육대 전경> <서어나무 군집>

최근 불암산에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어 산림생태계와 경관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된 참나무를 

벌채 및 훈증처리 하고 있다.

이 지역도 2007년부터 2년간 보전지역 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관찰, 측정, 평가하여 

보전지역의 구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타. 창덕궁 후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창덕궁 후원의 산림생태계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시작된 남북녹지축이 남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사적 제122호임과 동시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구릉지형 산림지역이 80% 가량 차지하고, 이중 70%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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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지역으로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참나무군집은 서울지역에서 분포면적이 적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도심속에서 노거수가 많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천연 기념물인 

쇠부엉이와 새매, 서울시 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 꾀꼬리, 흰눈썹황금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동식물의 보물창고이다.

<표 2-3-14> 창덕궁 후원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종로구 와룡동 2-71 일대(창덕궁 후원)

면    적 • 440,707㎡

지정일자 • 2006.7.27

지역특성 • 도심지내에 자연성이 우수한 갈참나무 군집 분포

주요생태현황
• 조류(36종) : 새매, 쇠부엉이, 오색딱다구리, 제비, 꾀꼬리 등
• 식물(51과 129종) : 갈참나무, 느티나무, 귀룽나무,  층층나무 등

<창덕궁 갈참나무군락> <옥류천>

그러나 도심내 위치하여 대기오염, 토양산성화 등으로 갈참나무군집에서 어린 

갈참나무가 미약하고 때죽나무가 분포하며 수목의 줄기가 과도하게 성장하는 

등 생태계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 지역 또한 2007년부터 2년간 보전지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관찰, 측정, 평가하여 보전지역의 



256 _ 2008 Environment of Seoul

구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파. 봉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팥배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마사토양에서 생육하는 대표적인 자생 

수목으로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이나, 숲 내부에서 참나무와의 경쟁에 려 

대규모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표 2-3-15> 봉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은평구 신사동 산93-16 일대

면    적 • 73,478㎡

지정일자 • 2007.12.27

지역특성 •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팥배나무 군락 분포

주요생태현황
• 조류(16과 20종) : 쇠백로, 뻐꾸기, 파랑새, 호랑지빠귀, 꾀꼬리 등
• 식물(61과 149종 ) : 팥배나무, 갈참나무, 귀룽나무, 애기나무 등

<봉산 팥배나무군락> <봉산 팥배나무림내 관찰로>

봉산의 팥배나무숲은 서울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군락지(약 

5천㎡)를 형성하고 있어 희귀성이 높아 팥배나무 군락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7년 12월 27일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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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2008년부터 2년간 보전지역 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과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관찰, 측정, 평가하여 

보전지역의 구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 인왕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왕산은 조선 초에 도성(都城)을 세울 때, 북악산을 주산(主山), 남산(南山)을 

안산(案山), 낙산(駱山)을 좌청룡(左靑龍), 인왕산을 우백호(右白虎)로 삼았던, 

조선조의 명산이다.

인왕산은 서울의 내사산 중 서쪽에 위치한 바위산으로 바위틈에 자라는 

소나무의 보전가치 뿐만 아니라 기암과 소나무가 잘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2007년 12월 27일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인왕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지정한 기존의 생태 

경관보전지역과는 달리 처음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는 지정기준을 반영하였다. 

이는 우수한 생태계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도 서울의 훌륭한 자연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지역은 2008년부터 2년간 보전지역 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과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관찰, 측정, 평가하여 

보전지역의 구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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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6> 인왕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산1-1일대

면    적 • 258,098㎡

지정일자 • 2007.12.27

지역특성 • 기암과 소나무가 잘 어우려진 수려한 자연경관 유지

<인왕산 정상(종로구)> <기암과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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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 지정･관리

서울지역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야생동･식물중 학술적･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생물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보호대상 동･식물은 그 동안 한강생태계조사, 산림생태계조사 등 서울시가 

실시한 각종 생태계조사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야생 동･식물과, 환경단체 

및 생태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00년 11월 15일 제비, 두꺼비, 노루 등 

35종의 보호 야생 동･식물을 최초로 지정･고시하였고, 이후 2007년 10월 25일 

다람쥐, 꼬리 치레도롱뇽, 고란초 등 14종의 보호 야생 동･식물을 추가로 지정･ 
고시하였다.

<표 2-3-17> 보호 야생동･식물 현황

종  류 (종) 2000년 11월 지정 현황 (35종) 2007년 10월 지정 (14종)

포 유 류 5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조    류 11
오색딱다구리, 흰 썹황 새, 물총새, 제비, 
꾀꼬리, 박새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양    서
 충 류

7
두꺼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장지뱀, 실뱀 
꼬리치 도롱뇽

어    류 4 황복, 됭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곤 충 류 12
넓 사슴벌 , 애호랑나비, 노란허리잠자리, 
왕잠자리, 풀무치,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말총벌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식    물 10
서울오갈피, 삼지구엽 ,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난, 산개나리, 마타리, 

고란 , 통발, 긴병꽃풀

2001년 9월 보호종에 대한 서식환경, 생태적 특징 등을 조사하고 지도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고, 2002년 11월 ｢서울시 보호야생 동･식물 관리계획｣ 
및 2006년 12월 ｢서울특별시 야생 동･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야생 

동･식물의 주요서식지 보호강화 및 생육에 적합한 서식지 조성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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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생물종은 학술적 연구목적･동물원･식물원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획･채취･이식 등이 

금지된다.

｢야생 동･식물이 돌아오는 서울｣,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환경도시 서울｣은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정책의 기본목표이다.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이 자연과 

공생하면서 쾌적하고 생태적인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미래에 대한 자연환경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동계획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을 연구하고 생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서울의 자연환경보전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4. 생태계 교란 야생 동･ 식물 관리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유입되어 국내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한다.

그동안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은 총 10종으로서 1998년 

2월에 동물 3종(황소개구리, 파알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1999년 1월에 

식물 2종(단풍잎돼지풀, 돼지풀), 2001년 12월에 동물 1종(붉은귀거북), 

2002년 3월에 식물 4종(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을 

각각 지정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2000년 12부터 서울지역 7개구 외래식물 분포현황을 

조사한 바 있고, 2003년에는 서울전역에 걸쳐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한강밤섬 등에서 돼지풀, 붉은귀 거북 

등의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하천과 연못 등에서 왕성하게 서식하고 있는 붉은 귀거북 포획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828마리의 붉은귀거북을 포획･퇴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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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동물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하며, 도시의 

서식환경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06년 12월 ｢서울특별시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야생 동･식물의 보호 사업 추진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및 철새보호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야생동물 진료센타를 운영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시책을 

펼쳐가고 있다.

5-1.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관리

<표 2-3-18> 야생동물 보호구역 현황

구 분 지 역 소 재 지
설 정 면 적 (ha) 비고

(지정 
년도)계 산림 농경지 기타

총  계 10개소 965 965

시･도
보호구역

우면산

두꺼비서식지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필지 1.8 1.8 2007

수락산

고란초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일대 3.1 3.1 2008

시･군･구
보호구역

관악산 관악구 신림동 산54외 3필지 300 300
1991

삼성산 관악구 신림동 산56-2외 4필지 200 200

청계산 서초구 원지동 산 78-5외 301 301
1991

우면산 서초구 우면동 산 114-1외 110 110

북악산 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45.5 45.5 2007

중랑구1 중랑구 면목동 산1-1 1.0 1.0

2008중랑구2 중랑구 면목동 산1-3 2.3 2.3

중랑구3 중랑구 망우동 산57-4 1.0 1.0

야생동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 

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 야생동･식물 



262 _ 2008 Environment of Seoul

보호구역”과 야생동물 포획금지 등 일반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군･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시･도 보호구역 2개소와 시･군･구 보호구역 8개소 등 

모두 10개소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정한 시･도 보호구역인 “우면동 야생동물(두꺼비 서식지) 

보호구역” 및 “수락산(고란초 자생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특정 야생 동물 

과 야생식물을 보호 대상종으로 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광역자치 

단체로는 전국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림 2-3-3> 서울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우면산 야생동물(두꺼비 서식지) 보호구역> <수락산의 고란초>

5-2. 철새보호구역 지정･관리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철새가 많이 관찰되는 지역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 철새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하천내 철새 유입 증진 및 철새보호 

구역을 주민 및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자, 겨울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중랑천 하류 등 3개

소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현황은 2005년 2월에 중랑천 하류지역(청계천과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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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합수부~중랑천과 한강의 합수부) 3.3㎞(591,407㎡) 구간을 2006.3월에 청계천 

하류지역(고산자교~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2.0㎞(361,316㎡) 구간을, 2007년 5

월에 안양천 하류지역(오목교~목동교) 1.08㎞(318,800㎡) 구간을 철새 보호구역

으로 지정하였다. 주요 철새로는 오리류(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

오리 등), 갈매기류, 황조롱이 등으로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2-3-4>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중랑천 철새 관측데크 

철새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에 2,490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랑천 

하류지역에 갈대, 물억새 등 철새은폐식물 식재(73,760㎡), 자전거도로 이설(482m), 

철새관찰시설 2개소(서울숲, 응봉산) 설치, 철새보호구역 안내표지판 (6개) 및 

표주(12개) 설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청계천하류 지역에 대하여 

8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철새보호구역 안내판(2개), 해설판(14개) 및 녹지대에 

물억새 등을 보완 식재하였고,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변 또는 수면지역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며,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 살포,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유독물 버리는 행위, 취사 또는 야영, 안내판･표식물의 오손 

또는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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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9>  서울시 철새보호구역 현황

보 호 구 역    치
지정구간

지정일 비  고
연장 면 (㎡)

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청계천․ 랑천 합류부 

～ 랑천․한강 합류부
3.3㎞ 591,407 2005.2.16 도심속 철새도래지

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
고산자교～ 랑천 합류부 2㎞ 361,316 2006.3.10 도심속 철새도래지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오목교～목동교 사이 1㎞ 318,480 2007.5.10 도심속 철새도래지

5-3.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운영

최근 오염물질이나 농약에 의한 중독, 도시화 및 도로건설에 따른 건물이나 

자동차와의 충돌, 총기나 불법 포획물에 의한 사고 등으로 자연에서 자유로이 

살아가던 야생동물들이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보면 구조해 주거나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나, 야생동물의 구조나 치료는 단순한 관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특히 다친 동물을 완전히 치료하여 그들이 살던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특별한 지식과 경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관련기관에 연락하여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때로는 최초의 

발견자가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막상 부상동물을 구조하려고 접근할 때 부상동물의 강력한 저항에 

당황하기 쉽고, 어떤 때는 발견자가 동물로부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상 야생동물의 종, 연령, 부상 상태 등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부상동물이나 발견자 본인 모두에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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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0> 야생동물 1차 진료센타(25개소)

기관명 진료센타명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종로구 독립문동물병원 교복동 10-30 이관영 738-3703

중  구 황동물병원 묵정동 32-5 황인균 278-0075

용산구 (사)한국조류보호협회 한강로2가 115-2 김성만 749-4747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동물과 능동18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소  장 450-9366

성동구 금호가축병원 금호1가 506-1 백종범 2291-5391

동대문구 뉴월드동물병원 답십리3동 465-98 신경수 2212-5233

중랑구 태능동물병원 묵1동 175-2 김재영 973-1953

성북구 성북구 공원녹지과 삼선동 5가 411 공원녹지과장 920-3787

강북구 강북구 공원녹지과 수유3동 192-59 공원녹지과장 901-2392

도봉구 도봉구 공원녹지과 창5동 320 공원녹지과장 901-5395

노원구 공릉동물병원 공릉동 597-34 김병권 979-4470

은평구 신영동물병원 신사동 8-50 이기철 384-2107

서대문구 서대문구 공원녹지과 연희동 168-6 공원녹지과장 330-1395

마포구 서교동물병원 성산1동 572-66 오재덕 332-7984

양천구 강동물병원 목3동 613-10 강명대 2642-9159

강서구 강서구 공원녹지과 가양3동 1488-3 공원녹지과장 2657-8684

구로구 개봉동물병원 고척동 260-34 김  난 615-5014

금천구 금천구 공원녹지과 시흥본동 890-4 공원녹지과장 890-2395

영등포구 인성동물병원 신길동 163-1 양승진 831-6817

동작구 동작구 환경녹지과 노량진동 47-2 공원녹지과장 820-9849

관악구 관악구 공원녹지과 봉천동 157-1 공원녹지과장 880-3398

서초구 서초구 공원녹지과 서초2동 1376-3 공원녹지과장 570-6395

강남구 강남구 공원녹지과 삼선동 16-1 공원녹지과장 2104-1918

송파구 송파구 공원녹지과 신천동 29-5 공원녹지과장 410-3395

강동구 강동구 푸른도시과 성내동 540 공원녹지과장 480-1395

<표 2-3-21> 야생동물 2차 진료센타(2개소)

기관명 진료센타명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서울시 서울대수의대부속동물병원 관악구 신림동 산56-1 병 원 장 880-8661

서울시 서울대공원 동물원 과천시 막계동 159-1 진료과장 500-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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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공원(타워호텔 밑)생태연못

6. 도시내 소규모 생물서식공간(Biotop) 조성

도시 곳곳에 생물서식공간(Biotop)을 설치하면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도시로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공원은 자연공간이 설치된 데 비해 생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측면을 감안하여 공원내에 연못, 시냇물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수생식물 등으로 

차폐해 동물들이 서식･번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원내 생물서식 공간(Biotop)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남산공원 등 7개 공원 

12개소 100,100㎡에 대해 조성 완료하였다. 2004년에는 4개소에 조성하였는데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보라매공원을 비롯한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길동생태공원이며, 2005년에는 3개소로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남산공원을 비롯한 

월드컵공원,  용산가족공원,  2006년은 4개소로 여의도공원, 양재 시민의 숲, 

남산공원, 월드컵 공원, 2007년에는 월드컵공원에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였다. 

<그림 2-3-5>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현황

▼ 월드컵공원(하늘공원) 생태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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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원녹지 관리

1. 일반 현황

원래 서울은 1394년 천도(遷都) 당시 북쪽의 북악산, 동쪽의 낙타산(낙산), 

남쪽의 목멱산(남산), 서쪽의 인왕산 등 이른바 내사산(內四山)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이 동서로 도성을 감싸 안으며 흐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으나, 지난 30~40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가 

커지고 도시개발의 명분아래 크고 작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맑은 공기와 물, 따사로운 햇볕과 푸른 녹지가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 서울은 그 규모가 

커지는 데 반해 시민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공원녹지의 76% 이상이 산림으로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생활 

주변에서 시민들이 여가･휴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도심지내의 녹지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숲(36만평), 청계천복원(11.3만평), 근린공원(16.2만평) 등 65만평의 공원 

생활권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가로변 녹지 확충(3.3만평), 학교 공원화(12.8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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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녹화(22.3만평) 등 총 45만평의 생활주변 녹지를 조성하여 민선3기 4년간 

생활권 공원녹지 110만평을 조성하여 녹지공간 및 시민의 여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에 기여하였다.

2. 공원 현황

서울의 공원은 총 2,182개소에 면적은 166.05㎢이고, 1인당 공원면적은 

15.93㎡이다. 

<표 2-3-22> 공원면적 변천 현황  
(단위 : ㎢)

연  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행정구역면적 268 613 627 627 605 605 605 605 605 605 605 605

공 원  면 적 25 56 174 152 154 157 158 158 159 164 164 166

공원의 유형별로는 도시자연공원이 전체 공원면적의 약 40.17%를 차지하고, 

자연공원 23.76%, 근린공원 23.23%, 어린이공원 1.10%, 묘지공원 1.84%, 

체육 공원 0.03%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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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3> 공원 구성 현황(2007)      

(단위 : ㎢)

                    구 분 
 공원명

공원수(개소) 면적(㎢)

합      계 2,182 166.05

도
시
공
원

계 1,659 110.43

도시자연공원 20 66.71

근  린  공  원 343 38.57

어 린 이 공 원 1,207 1.83

소 공 원 78 0.09

체  육  공  원 3 0.05

묘  지  공  원 5 3.06

문  화  공  원 2 0.01

역  사  공  원 1 0.11

자연공원(국립공원) 1 39.45

기타공원 522 16.17

※ 공원율 : 27.43% (행정구역 면적 605.25㎢), 2008 서울특별시통계연보

<그림 2-3-6> 공원 구성 현황(2007)

도시자연공원, 66.71㎢, 40%

근린공원, 38.57㎢, 23%

자연공원, 39.45㎢, 24%

기타공원, 16.17㎢, 10%

역사공원, 0.11㎢, 0%

묘지공원, 3.06㎢, 2%

체육공원, 0.05㎢, 0%

소공원, 0.09㎢, 0%

어린이공원, 1.83㎢, 1%

3. 녹지 현황

3-1. 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상 서울의 녹지지역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산림, 하천을 포함 

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의 총면적은 247.30㎢로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40.8%에 



270 _ 2008 Environment of Seoul

이른다. 녹지지역의 대부분인 246.52㎢은 보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이며,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생산녹지는 

0.71㎢에 불과하고, 보전녹지는 0.07㎢으로 극히 적은 면적이다.

<표 2-3-24> 녹지지역 현황(2007년)

구 분 면적(㎢) 구성비(%)

생 산 녹 지 0.71 0.29

자 연 녹 지 246.52 99.68

보 전 녹 지 0.07 0.03

계 247.30 100

4. 생활권 공원확충 및 고품격 공원관리

4-1. 생활권 공원 확충

가. 북서울 꿈의 숲 조성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시가 강북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드림랜드를 매입, 90만㎡에 달하는 대형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민선4기 서울시 역점사업이다.

2008년 10월 20일 공사착공에 들어간 북서울꿈의숲은 2009년 10월에 

개장되는 데, 노후된 드림랜드의 건축물과 놀이시설을 모두 비워내고 자연지형에 

맞춰 녹지공간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된다.

공원의 중심부에는 시청앞 잔디광장의 약 2배에 달하는 대형 잔디광장(Open 

Field)과 함께 높이 7m에 달하는 월광폭포와 연못(11,800㎡)이 만들어지고, 

공원내 주 동선에는 벚꽃길이, 공원의 북쪽 아파트지역과 인접한 무허가 

건물지역에는 단풍숲이 조성되어 멀리가지 않고도 봄․가을의 정취를 맘껏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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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조성된다. 

공원의 동남쪽 입구 쪽에는 전통 한옥인 창녕위궁재사(등록문화재 제40호)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고, 주변은 연못과 정자(애련정), 칠폭지가 조성되어 우리 

고유의 전통정원의 모습을 되살린다. 

또한, 눈썰매장으로 훼손된 공원의 남서쪽 입구에는 300석 규모의 공연장 2개와 

다목적홀, 전망대로 구성된 문화센터(지하2,지상3층)가 건립되는데, 공연장 한 곳은 

전문음악 공연이 가능한 수준 높은 시설로, 또 한 곳은 대중음악과 비보이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연시설로 꾸며지게 되어, 앞으로 들어설 공원주변 미아, 장위, 

길음 뉴타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문화센터 3층에 위치하게 될 전망대(해발139m)는 북쪽으로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남쪽으로는 남산과 한강까지도 조망이 가능하여 

북서울 지역의 명소로 기대되는 시설이다. 

이번에 착공되는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에서 5번째 규모의 대형공원으로서, 

강북지역 6개 구(138㎢)에 거주하는 약 265만 시민이 ‘생활속 나들이 공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임은 물론이고, 서울전역의 시민과 서울주변 도시 

주민들, 그리고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서울의 명실상부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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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북서울꿈의숲 조성후 조감도

  

나.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능이 폐지된 양천구 신월정수장과 그 일대 부지 225,368㎡를 서남권역의 

대표적인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06.12. 신월정수장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특별회계 재산(정수장)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쳐, 지난 2007.7.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현상 공모하여 당선작을 결정하고, 2008. 5월 공원조성 

설계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는 공원조성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 곳에는 간이 

야구장을 비롯하여 기존 정수시설인 침전조와 펌프동 건물을 활용한 몬드리안 

정원과 신월문화관, 아울러 자연지형을 활용한 열린풀밭과 연못내 소리분수 등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2009년 말에 시민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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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신월정수장 공원조성 조감도  

 

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송파구 문정동 2-1번지 일대 폐철도부지 46,931㎡를 도심지 선형녹지축 조성을 

위한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숲의 

공원’,‘물의 공원’,‘흙의 공원’이라는 테마로 단계별 조성공사에 들어가, 지난 

2006년에 폭 30m, 길이 770m의 물의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2007. 12월에 

지장 가설 건축물 29동을 철거하여 2008. 7월 숲의공원, 흙의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라. 중랑생태문화공원 조성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무

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나들이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산림지역

과 연계하여 녹지를 복원, 확충하고 자연생태을 복원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및 친

환경적인 체험학습시설을 제공하고자 중랑구 망우동 산30-7일대에 1단계 사업

으로 32,000㎡ 규모의 공원을 지난 2007년 7월에 조성 완료하여 지역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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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이 중화․망우 뉴타운 사업으로 향후 인구급

증이 예정되어 있고 망우로, 양원역이 남북으로 접해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2단계 확충사업을 추진중이다.  2단계 공원조성 사업은 

강서차고지 대체녹지 56,493㎡와 임야 91,173㎡를 포함, 총 179,666㎡의 중

랑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2008년에 착수하여 2010년5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림 2-3-9>  나들이공원 조감도  

동원중

망우1동

2단계조성지역
(16,800평)

송곡고

망우로

1단계조성지역
(38,700평)

주요시설구역
(9,680평)

양원역(국철)

마. 동네뒷산 공원화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계획의 핵심과제중의 하나인 생활권 공원녹지 330만㎡ 확충

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경작, 무허가 건물 

등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된 채로 방치된 곳을 선정하여 수목식재로 산림을 복원하고 아

울러 휴게시설과 체육시설 등 공원다운 면모를 갖춰 동네 시민고객이 손쉽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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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 곳곳에 골고루 

조성대상지를 선정하여 총 57개소 674천㎡를 조성하는 데, 시민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2-3-10>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예시도 

바. 푸른수목원 조성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된 자연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학술연구 등 수목원 고유 기능을 겸비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원형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구로구 

항동 10-1 일대 (100,243㎡)에 생태숲, 생태연못, 계류식물원, 화본원, 

식물전시포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2008년 현재 사유지 93,130㎡중 60%인 56,093㎡를 

보상 하였으며 2009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에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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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래된 공원을 고품격 공원으로 재조성

 가. 서대문독립공원 재조성

  서대문구 현저동 104번지 일대에 위치한 독립공원에는 일제강점기 역사의 대표적

인 유물인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이란 문화재가 있어 역사테마공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원입구에는 무질서한 건물이 난립되어 미관을 헤치고 유흥주점 등의 상가

가 자리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원 안에 있는 일본식 정원과 외래수종의 수목 등은 

독립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독립역사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2007.5월에 독립공원 재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8월에 설계디자인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공원조성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2008년에 공원입구 무질서한 상가․주택지 3,828㎡를 공원에 편입․보상한 후, 2008. 

8월에 공원 전체(109,193㎡)를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에 들어가 2009. 8월에 준공

할 예정이다.

<그림 2-3-11>  독립공원 재조성 현상공모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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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은 노후된 시설개선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강북지역의 종합테마공원으로 거듭나고자 2005년 공모를 거

쳐 당선작이 선발되었고, 2006년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2007년부터 단계별(1~3

단계)로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먼저 2007년 1단계 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산책로 

훼손포장, 생태계류 및 생태숲 조성, 헬스파크를 조성완료 하였으며,  2008~2009년에 

2단계 사업으로 교양관, 정문안내센터, 복합매점, 까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을 확충 

및 리모델링을 하고, 축구장, 정․후문 진입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또한 2010년에 3단계 사업으로 흙내음 정원, 바람결 정원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린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대공원으로 조성한다.

다.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시설이 단조롭고 노후화되어 그동안 어린이들로부터 외면 받아오던 기존 어린이 

공원 300개소를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한다. 공원 주변 어린이 및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시민고객 맞춤형으로 조성하는 상상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어린이공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2009년에 150개소, 2010년에 

150개소의 기존 노후어린이공원이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 디자인워크숍 개최 등을 

거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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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주민의견수렴 및 조감도(예시)

                  주민의견수렴                           상상어린이공원 조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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